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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한국경제는 현재 내수침체 하에서 IT부문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성장을 하

고 있다. 그 동안 IT부문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 국민경제의 IT부문 의존도도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최근에 IT경기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조짐들이 나타나

고 있어 진단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IT산업은 과거 수 차례 경기 순환을 겪어 왔으며 각 침체기마다 그 요인이

달랐다. 1996년 과잉투자로 가격이 폭락했었고, 2001년에는 과잉투자와 수요

정체가 함께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경제의 상황과 IT부문의 비중에 따라 IT경

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었다.

당면한 IT경기 성장세 둔화는 수요정체보다는 고성장에 따른 과잉투자와

경쟁 심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비교적 단기간(1년 혹은 1년 반 동

안)의 조정기를 거친 후 수요의 고속성장을 기반으로 재상승기가 도래할 전망

이다. 그 이유는 2001년과는 달리 IT수요 기반이 공고하기 때문이다. 국내적

으로는 IT수출 둔화, 업체들의 채산성 악화 등이 예상되지만 IT부문 전체의

심각한 위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하여 업계와 정부는 단기적 조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재

상승기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전략과 정책이 요구된다. 업계는 생산성 혁신을

통해 실적악화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국내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IT

주도권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신규 서비스의 조기 도입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내수를 확대하고, 선진기업 R&D센터 유치 및 클러스터 육성 등을 통해

IT분야 테스트 베드(test bed) 지위의 확보에 주력해야겠다.

당면한 IT경기 성장세 둔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단기 중장기

영향

-가격 하락

-실적 악화 및 주가 조정

-수출·투자 위축

-수요 촉발

-업계 재편

-재상승기 도래

대응

업계
-공정혁신과 구조 효율화

-적극적 R&D 투자

-차세대 표준 주도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정부

-경제충격 최소화

-신규서비스 조기 도입과

IT인프라 투자 확대

-정부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디지털TV 보급 확대

-차세대 망 구축

-선진기업 R&D센터

유치 및 클러스터 육성

-표준 주도 협력 및 지원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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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T 성장세 둔화

IT 수출과 생산이 호조세를 지속

□ 2004년 상반기 중 우리나라의 IT 제품1)의 수출은 382.4억 달러로 전

년동기대비 49.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IT 비중도 2002년 이후 30%대를 지속

- IT 제품의 무역수지 흑자가 전체 흑자의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

며, 경제에서 차지하는 IT산업의 역할도 점차 커지는 중

ㆍGDP 대비 IT산업의 비중은 2003년 10.7%에서 2004년 1/4분기에는

12.4%로 확대

IT 제품 수출 및 무역수지 추이
(억 달러,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상

IT 수출

(증가율)

(비중)

420.3

(39.3)

(29.3)

550.9

(31.1)

(32.0)

406.5

(-26.2)

(27.0)

487.9

(20.0)

(30.0)

595.5

(22.1)

(30.7)

382.4

(49.4)

(31.0)

IT 제품 무역수지

(전체 무역수지)

151.4

(239.3)

185.4

(117.9)

125.4

(93.4)

189.1

(103.4)

249.9

(149.9)

189.4

(152.8)

자료: KOTIS DB에 의거 작성

□ IT 관련 업종이 전체 산업생산 증가를 주도

- 반도체와 영상음향통신 생산은 2003년 각각 전년대비 27.8%, 10.9%

증가에서, 2004년 상반기 59.7%, 28.1% 증가로 급증

ㆍ2004년 상반기 IT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8.2%로, 제조업

생산증가율(12.2%)에 비해 3배 이상 높음

1) 통계청 분류기준.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영상기기 등을 포함.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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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생산 및 제조업 생산 증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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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생산

제조업 생산

주: 여기서 IT 생산은 OECD 분류 기준 정보통신기술산업의 95개 품목

자료: 통계청 DB

향후 IT의 고성장세가 다소 꺾일 전망

□ 반도체 가격 약세 등으로 IT의 고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조짐

- 반도체와 영상음향통신의 생산은 2004년 6월 중 전년동월대비 각각

53.8%, 22.9% 증가하여 전월보다 증가폭이 줄어들었음

-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6월 중 반도체와 영상음향통신의 생산은 전월

보다 각각 4.8%, 6.8% 감소

ㆍ같은 기간 IT 산업의 생산과 출하는 전월보다 각각 3.6%, 3.9% 감소

ㆍ반면,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19.3% 증가하여, 지난 2003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하반기 이후 IT경기 전망이 다소 불투명

- 2/4분기 인텔社의 실적 부진은 향후 세계 반도체 수요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임을 시사

삼성경제연구소

(전년동기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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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5월 이후 KOSPI IT 지수가 하락세로 반전 된 것은, 경제불확

실성 증가가 주된 요인이지만 IT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작용

ㆍ2004년 7월 종합주가지수와 KOSPI IT 지수는 각각 746.1, 598.6으

로 지난 4월에 비해 17.8%, 22.4% 하락

종합주가지수 및 KOSPI IT 지수 추이(월평균)

4 0 0

5 0 0

6 0 0

7 0 0

8 0 0

9 0 0

1 0 0 0

2 0 0 3 3 5 7 9 1 1 2 0 0 4 3 5 7

종 합 주 가 지 수

K O S P I  IT  지 수

8

자료: 증권거래소

과거 두 차례 IT경기 침체로 우리 경제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음

□ 지난 1996년과 2001년의 IT경기 하락이 경제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

- 당시 수출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던 것은 세계 IT산업의 부진이

가장 큰 원인

-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크게 높아졌으며, IT경기 침

체는 수출감소와 성장 둔화의 요인이 됨

□ 1996년에는 반도체 쇼크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가 비교적 안정

-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3%대의 완만한 성장률을 보였고, 엔화강

세 기조 등으로 반도체 경기하락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음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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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내적으로도 자본자유화로 인해 소비, 투자 등 내수경기가 호조

- 가격하락에 의한 수출감소로 전년대비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1995년:

100.6억 달러→ 1996년: 206.2억 달러)

ㆍ반면, 산업생산이 크게 위축되지 않는 등(1995년: 11.9%→ 1996년:

8.5% 증가)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은 낮았음

□ 반면, 2001년에는 IT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심각

- 세계경기 침체, 9ㆍ11 테러 발생 등으로 대외여건이 좋지 않았음

ㆍ국내 경제도 대기업 계열사의 부실 확대와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

조정 지연 등으로 불안정

-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부진,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무역수지

흑자폭이 줄어들고 국내경기의 하강이 가속

ㆍ2001년 산업생산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은 각각 0.7%, 3.8%로 전년

(16.8%, 8.5%)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

ㆍ같은 기간 수출과 수입은 전년대비 각각 12.7%, 12.1% 감소했고 무

역수지 흑자는 전년도보다 24.5억 달러 감소

향후 IT 성장세의 둔화 정도가 경제회복 시기를 결정

□ IT경기 둔화로 경기침체 기간이 다소 길어지고 회복도 지연될 가능성

- 하반기 이후 고유가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축

소되고 교역조건이 악화

- IT 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IT경기 둔화는 국내경제

의 회복지연을 초래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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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IT경기 둔화가 실물경제 활동을 다소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

- 2003년과 2004년의 상반기 산업생산증가율은 각각 5.1%, 11.7%였는

데, 반도체와 영상음향통신을 제외할 경우 1.5%, 3.1%에 불과

주요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 전년동기대비)

산업생산 반도체 영상음향통신 반도체 및 영상음향통신 제외

2003년 5.1 27.8 10.9 1.5

2004년 상반기 11.7 59.7 28.1 3.1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각호

- IT경기 하락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1996년, 2001년, 2004년의 IT경기와 영향 비교

1996년 2001년 2004년

IT경기 둔화 원인 과잉 생산 수요위축과 과잉생산 가격하락과 공급증대

대외
여건

세계경제 -3%대의 호조

(미국이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

-1%대로 둔화

(선진국의 동반침체)

-고유가, 미 금리

인상 등 악재

대내
여건

경기

국내 경제

-경기상승 국면

-자본자유화로

내수호조

-경기하강 국면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불안

-경기하강 국면

-내수경기 침체

영향

경기

산업생산

경제성장률

무역수지

-하강국면으로 전환

-미미한 수준

-6.8%로 안정세

(소비 및 투자의

안정세 지속)

-가격하락 영향으로

적자 확대

-하강 가속

-생산 위축

-3.8%로 둔화

(소비와 투자가 위축)

-가격하락과 물량축소

때문에 흑자 축소

-회복 지연

-생산활동 둔화

-4%대로 둔화

(소비부진 지속)

-가격하락으로

흑자 축소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수출부진과 Tech(IT경기) Cycle”, 2001.11.을

최근 상황을 추가하여 보완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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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품목별 동향과 전망

1.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수출 증가세 둔화

□ 2004년 초에 급등했던 D램 반도체 가격이 4월 중순 이후 하락세 지속

- 256메가 D램의 8월 중순 가격은 개당 4.17달러로 4월 중순 대비

36.4% 낮아졌고, 1년 전에 비해서는 16.1% 하락

D램의 현물시장 가격 추이(256메가 DDR2) 기준)

2

3

4

5

6

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달
러

)

2003년 2004년

자료: DRAMeXchange

□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재고가 증가

- 반도체 수출증가율(전년동월대비)은 5월 이전 60% 이상에서 6월 57%,

7월 41%로 하락

ㆍ전월대비 수출증가율은 6월 -3.4%에 이어 7월에는 0.5%에 그쳤음

2) DDR(Double Data Rate)은 한 번의 클럭 신호에 의해 한 개의 정보를 주고 받는 기존 제품과는

달리 한 번에 두 개의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게 설계한 고속 D램 규격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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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의 반도체 생산ㆍ출하ㆍ가동률 지수가 5월보다 낮아졌고 재고 지

수는 상승3)

공급과잉으로 성장세 둔화 전망

□ 2004년 반도체 시장은 전년대비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임

-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나 통상 연평균 가격 하락률인 40∼45% 보다는

높은 수준

□ 수요는 안정적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연말 이후 공급과잉이 본격화되고

2005년에는 시장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 반도체 사용처가 무선 애플리케이션, 디스플레이, 디지털 가전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수요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

- 주요 업체의 300㎜ 투자가 2005∼06년에 완료되는 등 공급경쟁이 격

화되어 2005년 이후 공급과잉이 예상

D램 수급률 전망 반도체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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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UBS, Global DRAM/NAND 자료: WSTS, 2004 Spring Forecast,

Flash Update, 2004.8.3 2004.5

3) 통계청, 『2004년 6월 및 2/4분기 산업활동동향』, 200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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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생산설비 확충에 총력

□ 대부분 업체들이 그 동안 미루었던 투자에 주력하고 있음

- 향후 예상되는 공급과잉에 대해 규모의 경제를 통해 극복하려고 함

- 국내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대부분의 해외 메모리 업체들이 2005년 이

후 300㎜ 웨이퍼 라인의 신증설을 마무리할 계획

주요 업체의 300㎜ 웨이퍼 투자 계획

한국 일본 대만

ㆍ삼성전자, 현재 월 4만매

→2005년 말 11만매

ㆍ하이닉스 이천공장에

300㎜ 장비 반입

ㆍ엘피다, 세계 최대 규모

의 단일라인 신설 계획

(현재 2.1만매→2007년

9만매 계획)

ㆍ파워칩, 프로모스, 난야,

윈본드 등 메모리 4사,

현재 월 7.9만매→2006

년 19.8만매 계획

자료 : 각종 보도자료 종합

□ 업체간 시장확보를 위한 설비능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 현재의 투자가 300㎜ 라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기존 200㎜ 투자

에 비해 그 파급효과가 훨씬 큼4)

ㆍ다만 관련 업체들이 300㎜ 라인의 투자자금 확보 및 초기 라인정상화

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그 파장이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

2. LCD

LCD 패널 가격이 하락세로 반전

□ 2003년 초 이래 계속 상승했던 LCD 가격이 2004년 6월 이후 하락하

기 시작

4) 300㎜ 웨이퍼 라인은 200㎜에 비해 칩 생산성은 2.5배 높은 반면 생산비용은 최대 30%까지 저렴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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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용 패널은 6월에 소폭 하락했다가 7월 들어 하락 폭이 커졌고,

노트북용 역시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7월부터 하락

최근 주요 LCD 패널의 가격 추이

150

170

190

210

230

250

270

290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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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Display Search, 증권사 자료 종합

□ LCD 출하량도 2004년 4월부터 성장세가 둔화

- LCD 출하량은 3월까지 전년동월대비 60% 이상 증가했으나 4월

41%, 5월 35%, 6월에는 29%로 증가율이 낮아졌음5)

□ LCD 경기 사이클(Crystal Cycle)이 2004년 2/4분기 이후 하강 국면

에 진입한 것으로 보임

- LCD 산업은 장치산업의 특성상 주기적으로 경기 부침을 반복6)

- 지난 1년 반의 상승기 동안 업체들의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어 공급과

잉으로 인한 경기 하강이 이미 예견되고 있었음

5) 통계청, 『산업생산통계월보』, 각월호
6) 삼성경제연구소, 『경제동향브리프』, 2002.8.13 및 2003.1.14을 참조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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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수요는 대체수요를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

□ LCD의 노트북 PC, LCD 모니터, LCD TV 등이 주 수요처로서, 이들

모두 기존 제품을 대체하는 대체재임

- 2003년 노트북 PC가 전체 PC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였으나,

2006년에는 35%로 높아질 전망

- 전체 모니터 중 LCD 모니터의 비중은 2000년 10% 미만에서 2003년

53%로 급상승

- LCD TV는 아직 전체 TV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격이 충

분히 낮아질 경우 급속한 대체가 일어날 전망

□ LCD 수요는 가격 하락과 기존 제품 대체에 힘입어 향후 고성장이 기

대됨

- 가격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로 인해 일시적으로 LCD 패널 수요의 성

장이 둔화

- 가격 하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대체수요가 다시 살아날 것임

가격 하락은 단기간에 그칠 전망

□ 한국, 일본에 이어 대만업체들이 5세대 라인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하면

서 공급과잉이 현실화

- 2003년 2/4분기 이후 현재까지 10개의 5세대 라인과 1개의 6세대 라

인이 가동을 시작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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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TFT LCD 신규가동 라인수 및 생산능력 추이

(개, 천매/월)

2003년 2004년 2005년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5세대
라인수 2 2 1 1 4 1 2

생산능력 110 195 100 120 255 60 n.a

6세대
라인수 1 1 1 1

생산능력 42 90 90 90

7세대
라인수 1

생산능력 60

자료 : 각종 증권사 자료 종합

□ 가격 하락의 폭은 크겠지만 단기간에 그치고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임

- 대만업체에 이어 중국업체들까지 LCD산업에 진입하여 경쟁이 치열

ㆍ감산 등 공급조절을 통한 가격하락 억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수요의 급격한 증대를 유발

ㆍLCD TV의 경우 2005년 말경 대량 수요를 촉발할 수 있는 가격(32

인치 기준 대당 2,000 달러 수준) 이하로 하락할 전망

- LCD TV시장 형성이 크리스탈 사이클의 상승기 도래를 앞당길 전망

3. 휴대폰

상반기까지 고성장을 했지만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다소 둔화

□ 휴대폰 시장은 2003년에 이어 2004년 상반기에도 고성장을 지속

- 세계 휴대폰 판매수량은 1/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35%, 2/4분기에

15% 정도 증가

ㆍ2004년 중국시장은 30%, 남미시장은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464호

12

- 컬러폰으로의 교체수요가 시장 성장을 주도

ㆍ2004년에 컬러가 흑백 제품을 추월: 2003년 35% → 2004년 60%

세계 휴대폰 시장 성장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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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organ Stanley

□ 2004년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어, 2005년에는 정상 성장으

로 회귀

- 컬러 대체의 속도가 느려지는 반면에 당분간 카메라폰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되기는 어려움

ㆍ현재 카메라폰 평균단가는 364달러 수준으로 아직 고가로 인식

신규 업체의 등장과 기존 업체의 적극적 대응으로 경쟁이 심화

□ 일본, 중국 등의 신규 플레이어들이 경쟁에 가세

- 일본은 3세대 휴대폰을 중심으로 고가시장 진출을 본격화

ㆍ자국시장을 바탕으로 카메라폰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 확보: 2003년

카메라폰 세계 시장점유율 59.6%(한국은 14%)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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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기업들이 급성장해서 저가시장을 위협하고 공급과잉을 초래

ㆍ중국기업의 자국시장 점유율은 1999년 2.5% → 2002년 30% →

2004년 40%로 급상승(寧波波導(닝보버드), TCL은 각각 2003년 중국

내수 1위와 3위로 도약)

-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자체 브랜드 휴대폰을 출시

ㆍ다국적사업자인 Telefonica-Moviles(스페인), Vodafone(영국) 등이

특히 공격적

□ 기존 메이저 업체들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어 향후 경쟁격화가 예상

- 모토롤라는 플랫폼 수를 현재의 20여 개 이상에서 4개로 축소7)하고,

저가제품 아웃소싱 등으로 제조비용을 20% 절감

- 노키아는 CDMA시장에 진출하여 점유율 11%를 달성했으며, 취약 분

야인 폴더시장과 기업고객 시장에 진출

가격하락, 비용증가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

□ 휴대폰 단가의 지속적인 하락과 함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전망

- 개도국 시장 비중의 증가, 가격경쟁 격화로 인해 2005년 휴대폰 가격

은 2004년 대비 7~9% 정도 하락할 전망

ㆍ개도국 비중 : 2000년 30% → 2003년 40% → 2008년 48%

ㆍ2003년 선진국 시장 평균판매가격은 237달러, 개도국 시장은 150달

러로 상당한 격차가 있음

- 신흥시장의 유통경로 선점 경쟁 등에 따라 마케팅 비용 지출이 증가

ㆍ다기능화 대응, 교체주기 단기화 등으로 R&D 비용도 늘어나게 됨

7) Forbes, 2003.9.15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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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전체로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국내업체들의 채산성 악화가 예상

- 2005년 이후에는 수량증가를 동반하지 않는 단가하락이어서 상당 폭

의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

- 국내 중견업체들은 단가 하락, '규모의 경제' 미비에 따른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

4. 디지털 가전

디지털화 추세 속에 디지털 가전 시장이 고성장

□ 디지털TV 등 디지털가전이 내수 및 수출에서 호조를 보이는 중

- 전반적인 내수경기 부진 속에서, 플랫패널TV, MP3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등 디지털제품의 판매는 꾸준히 증가

주요 가전제품의 2004년 상반기 내수 증감률

아날로그 제품 디지털 제품

일반컬러TV VCR 플랫패널TV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15.5% -33.8% 59.0% 100.9% 19.7%

주 : 전년동기대비, 대수기준

자료 : 통계청

- 수출도 디지털TV 등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

ㆍ2004년 상반기 디지털TV 수출은 7.5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8)

ㆍ위성방송수신기(5.5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47.7% 증가), MP3플레이

어(1억 달러, 55% 증가) 등도 수출이 호조9)

8) 전체 컬러TV 수출에서 디지털TV가 차지하는 비중도 6월 들어 30%를 넘어섬
9)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디지털전자 주요품목 시장동향 분석』, 2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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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특수, 성능개선, 가격하락 등이 디지털가전 호조의 요인

미국 시장의 TV 평균판매가격 하락추이
(달러)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예상)

디지털 프로젝션TV 1,864 1,627 1,504 1,376

PDP TV 7,250 4,858 4,651 4,047

자료 : CEA Market Research, 2004.1

□ 아날로그제품이 디지털로 대체되면서 디지털가전 시장이 급성장

- 각국의 지상파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는 관계로 방송관련 디지

털제품(디지털TV, DVD레코더 등)의 보급이 확대

- 독일에서 월드컵이 개최되고, 미국의 아날로그 방송 종영 예정10)인

2006년이 분수령이 될 전망

ㆍ미국의 경우 디지털TV의 가구보급률이 2003년 기준 8%11)에 불과하

며 디지털TV 수요는 2007년 연간 2천만 대를 넘어설 전망

참여 업체수의 증가에 따른 경쟁 격화로 가격이 낮아질 전망

□ 디지털가전 시장이 급성장하는 것에 비례해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

- 디지털가전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참여 업체수가 계속 증가

ㆍ2004 가전쇼(CES)에 50개 이상 업체가 플랫패널 TV를 출시

- TV산업의 수평분화가 촉진되면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음

ㆍLCD TV산업의 수평분화 : LCD패널 제조(대만업체) + 화상처리칩

(반도체 설계전문업체) + 조립(위탁제조업체) + 유통(대형 할인점)

10) 종료시 디지털TV 보급률이 85%를 넘어야 하는데, 현재 보급속도로는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
11) CEA Market Research, 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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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산업의 진입장벽 약화

지난 30년간 미국 TV시장 Top 10에 신규 진입한 업체가 삼성전자와 LG전자뿐

일 정도로 TV산업은 일부 대기업만이 가능한 사업영역이었음. 그러나 최근 TV

산업은 누구나 진입 가능한 산업으로 변모. 사업가 1인이 주도하는 신생업체들

도 등장했음. 2004 CES에는 Zubic라는 개인사업자가 대만업체에게 위탁생산한

30인치 LCD TV를 독자 전시하기도 했음. (Wall Street Journal, 2004.1.13)

□ 경쟁격화로 인한 가격급락으로 마진감소와 업계재편의 가능성이 큼

- LCD TV, PDP TV 수요가 예상처럼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 않지만 업

계생산 능력은 급성장중

ㆍ이들 제품이 아직 고가여서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가

인 프로젝션 TV 판매가 강세를 보이는 중

- 90년대 중반의 모니터산업과 비슷하게 「업체난립 → 경쟁격화 → 가

격급락 → 마진감소 → 업계재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ㆍ2004년 상반기에 30여 개 중국 DVD플레이어 업체들이 도산12)

□ 핵심기술과 브랜드력 등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국내업체

들의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

- 2004년 상반기 DVD플레이어 수출은 중국업체들의 저가공세에 밀려

전년동기대비 44.8% 감소(수량기준)

-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공략도 강화되고 있음

ㆍ2004년 상반기 수입증가율(금액기준) : 디지털 프로젝션TV 22.2%,

DVD플레이어 51.7%, MP3플레이어 140.1% 등

12) 8월 10일자 대만전자시보 기사를 국내신문들이 인용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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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응방안

IT경기는 단기 조정을 거친 후 회복될 전망

□ 이번의 IT경기 하강은 수요 부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급능력 확대와

경쟁 격화에 기인

- 세계경제의 건실한 성장, 3세대, 디지털방송 등 신서비스의 보급 확대

에 힘입어 IT 분야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세를 유지

- 그러나 급속한 설비확장과 참여업체 증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공급능

력이 크게 늘어나 수급불균형이 초래

□ 비교적 단기간의 조정기를 거친 후 수요의 고속성장을 기반으로 2005

년 중반 이후 재상승기가 도래

- 수요 기반이 공고하기 때문에 2001년과 같은 급격한 IT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음

□ 국내적으로는 IT 수출 둔화, 업체들의 채산성 악화 등이 예상되지만 IT

부문 전체의 심각한 위축은 없을 것임

- 많은 신제품과 신규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IT 업체들에게 성

장 기회를 제공

- 일부 기업의 실적 악화가 주가에 반영되겠지만 국내 경제 전반에 미

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생산성 혁신과 적극적 투자를 통해 IT 주도권을 유지

□ 채산성 악화에 대비해 세계 최고의 생산성 달성을 위한 노력을 배가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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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혁신, 구조개선 등을 통해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성 제고 활동

을 지속

- R&D 투자와 신공정기술 개발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ㆍ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지난 불황기 동안 신공정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생산 효율성을 크게 개선

일본 반도체업체의 신공정기술 도입

도시바는 HALCA('고효율 차세대 반도체 제조시스템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통

해 여러 기능을 소화하는 '멀티기능장비'를 개발 도입한 결과 장비 수를 절반으

로 줄였음. 후지쯔의 공장에는 '소금쟁이'라는 뜻을 가진 장치가 공장 여기저기

를 순회하며 자재를 적기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는 도요타방식을 모방한 것임.

(『일본경제신문』, 2004.6.18)

□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IT 조정기를 업계재편의 기회로 활용

- IT경기 하강 이후의 재상승기를 대비하여 적극적 투자전략을 마련

ㆍ90년대 중반 반도체 경기가 침체했을 때 한국업체들은 적극적인 투자

를 계속하여 일본업체를 추월

- R&D 투자를 통해 경기 하강기에 경쟁업체와의 기술력 격차를 확대

ㆍ적극적 R&D는 실적 악화로 야기될 수 있는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

시키고 기업 가치의 하락을 방지

내수확대를 위한 IT 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

□ 국내 IT 여건의 대대적 개선을 통해 IT산업의 활성화를 유도

- 가격 하락과 경쟁 격화라는 외부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내부 수

요의 진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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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관련 투자와 소비의 증대를 유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새로운

IT 환경을 갖추는 것임

ㆍ초고속 인터넷 망의 조기 구축이 다양한 인터넷 사업 기회를 제공했

고 통신 및 엔터테인먼트의 수요 증가를 촉발

□ 신규 서비스, 차세대 망 구축 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

- 각종 신규 서비스의 추진이 규제와 갈등으로 인해 지연되는 일이 없

도록 하고, 기 확정된 서비스는 일정을 앞당겨 시행

ㆍ디지털 방송의 경우 전송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7개월 이상 추진이

지연된 바 있음

주요 신규 서비스의 추진 일정

휴대인터넷

2004년 9월 사업자 선정기준 결정

2005년 2월 사업자 최종 선정

2006년 초 상용 서비스 개시

DMB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2004년 말 시범 서비스 개시

디지털방송

2004년 8월 5대광역시 방송 개시

2004년 12월 도청 소재지 방송 개시

2005년 12월 전국 방송 개시

- 정부는 새로운 IT 환경 구축을 위해서 관련 재원을 집중 투입하고, 보

조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신제품과 신규 서비스의 저변을 확대

ㆍ이탈리아의 경우 디지털방송을 시작하면서 디지털 셋탑박스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무상으로 보급

국내 IT 역동성을 활용하여 신서비스 및 신제품을 개발

□ 한국을 세계 IT의 테스트베드13)로 만들어야 함

13) 상용화 이전에 기술적 결함이나 불편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기기와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사용해

보는 시스템이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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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선진 IT업체들이 한국을 테스트 베드로 인정하고서 신기술·신제

품의 개발과 출시를 위해 진출하고 있음

ㆍ인텔, 소니 등이 홈네트워크 관련 연구센터를 한국에 설립하기로 결정

ㆍ마이크로소프트도 온라인 게임 관련 R&D 센터의 한국 내 구축을 검

토 중

- 업계는 글로벌 IT기업들과의 R&D협력, 전략적 제휴, 신제품 공동테스

트 등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기회를 선점

- 정부는 신기술·신제품의 테스트 환경을 조성해 주고 이들 제품을 적극

구매하여 초기수요자 역할을 담당

ㆍ개발 중인 IT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전자정부, 지능형교통체계 등을 조기 추진하여 IT솔루션 수요를 창출

□ 민관이 협력하여 차세대 기술의 표준 결정을 주도

- DMB, 휴대인터넷 등의 국내방식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

- 산업외교 등을 통해 국내 방식이 다른 나라에서 도입되도록 노력

ㆍCDMA의 경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시장개척 노력을 경주함으로

써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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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금융동향 >

8. 10 8. 11 8. 12 8. 13 8. 16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엔/달러

1,155.0

110.74

1,159.7

111.23

1,157.5

110.64

1,162.3

111.88

1,159.1

110.73

금리
회사채(3년AA-, %)

국고채(3년, %)

4.60

4.04

4.60

4.04

4.42

3.87

4.30

3.74

4.30

3.74

주가지수(KOSPI) 748.6 753.1 766.7 776.0 773.85

< 실물동향 >
(전년동기(월)비, %)

2002년 2003년 2003.12월 2004.3월 4월 5월 6월

GDP성장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7.0

7.9

7.5

3.1

-1.4

-1.5

3.9

-2.2

-2.4

5.3

-1.4

-0.3

.. .. ..

산업생산

평균가동률

8.0

78.3

5.1

78.4

10.9

80.4

11.6

80.6

11.2

80.5

13.5

81.3

12.3

79.8

실업률

실업자(만명)

전국 어음부도율

3.1

(70.8)

0.06

3.4

(77.7)

0.08

3.6

(82.5)

0.08

3.8

(87.9)

0.06

3.4

(80.9)

0.06

3.3

(78.8)

0.1

3.2

(76.3)

0.06

소비자물가상승률 2.7 3.6 3.4 3.1 3.3 3.3 3.6

수출(억달러)

(증감률)

수입(억달러)

(증감률)

1,624.7

(8.0)

1,521.3

(7.8)

1,938.2

(19.3)

1,788.3

(17.5)

197.3

(31.3)

176.2

(22.0)

214.5

(39.5)

190.7

(20.1)

217.3

(38.3)

188.3

(27.6)

208.4

(42.0)

178.5

(32.0)

218.6

(39.6)

186.2

(38.6)

경상수지(억달러) 53.9 123.2 24.5 28.9 9.2 11.4 37.6

외환보유액(억달러) 1,214.1 1,553.5 1,553.5 1,635.6 1,636.4 1,665.4 1.670.3

총대외지불부담

(억달러)
1,439 1,609 1,609 1,69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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